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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면 패널 검사를 위한 효율적인 오토 포커싱 방법

An Effective Auto-Focusing Method for Curved Panel Inspection System

이 황 주* ․ 박 태 형

(Hwang-Ju Lee ․ Tae-Hyoung Park)

Abstract - The curved panel is widely used for display of TVs and smart phones. This paper proposes a new auto-focusing 

method for curved panel inspection system. Since the distance between the camera and the panel varies with the curve 

position, the camera should change its focus at every inspection time. In order to reduce the focusing time, we propose an 

effective focusing method that considers the mathematical model of panel curve. The Lagrange polynomial equation is applied to 

modeling the panel curve. The foci of initial three points are used to get the curve equation, and the other foci are calculated 

automatically from the curve equation. The experiment result shows that the proposed method can reduce the focus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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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평면 패널 검사 (b) 곡면 패널 검사

그림 1 평면 패널과 곡면 패널의 차이점

Fig. 1 Difference between the curved and the flat panel

1. 서  론

최근 전자제품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제품 부착용 디스플레

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곡면 TV나 휘어진 형태의 스

마트 폰 등 곡면 형태의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전자기기의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곡면 디스플레이의 수요 및 디스

플레이 결함 검사 장비의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다.

디스플레이용 패널을 기기에 부착하기 위해서는 패널의 결함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필수 기술 중 하나가 오토 포

커싱(Auto-Focusing)이다. 오토 포커싱이란 촬영하는 영상을 가

장 선명하게 획득하기 위한 기술이다.

기존의 검사 장비는 평면 패널의 검사기기가 대부분을 차지한

다[1-3]. 평면 패널 검사기기는 패널과 영상 촬영부 사이의 거리

가 고정되어 있다. 따라서 패널을 촬영한 영상의 e점이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곡면 패널의 경우, 촬영 장비와 패널 사이의 높이

가 매번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기존의 평면 검사기기

로는 곡면 패널을 촬영할 시 선명하지 않은 영상을 획득할 가능

성이 높다. 그러므로 기존의 평면 패널 검사기기는 곡면 패널의 

결함 검사 시스템에 부적합하다.

패널 형태별 촬영 장비와의 거리에 대한 차이점은 그림 1과 

같다.

기존의 곡면 패널 검사 기기에는 주로 여러 센서를 부착한 제

품이 많다. 그러나 센서가 많아질수록 장비의 구조는 복잡해지고 

장비의 규모가 커진다. 따라서 기존에 개발된 곡면 패널의 결함 

검사 장비는 고가의 장비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저비용으로 구현 

가능한 수동적 오토 포커싱을 사용하여 결함 검사를 수행하는 것

이 효율적이다.

기존에 연구된 정e점 계산 연산자로는 Tenengrad, Sum 

Modified Laplacian(SML), Energy of Laplacian(EOL) 등의 연구

가 있다[4-9]. 그리고 최대 정e점 위치를 탐색하는 방법으로는 

전역 탐색, Hill climbing 탐색, 탐색 간격의 변화를 이용한 가변 

탐색, Rule-based 탐색 등이 있다[9-12]. 그러나 기존에 연구된 

방식은 정e점을 구하기 위한 영상이 평면 피사체를 촬영한 영상

이거나 하나의 영상에만 적용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곡면 패널 

전체에 대하여 여러 영상을 획득하는 결함 검사 시스템에 알맞은 

새로운 정e점 탐색 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저비용으로 곡면 패널의 자동 

e점이 가능한 정e점 탐색 시스템을 제안한다. 곡면 패널의 정

e점 탐색을 위해 카메라의 e점 거리를 촬영 후 후처리 과정을 

통해 정e점 위치를 변경한다. 또한, 빠른 탐색 속도를 위해 곡면 

패널 탐색 시 e기 위치를 선정하고 각 위치 간의 곡선식을 추

정하여 대략적인 정e점 위치를 예측한다. 정e점 탐색 시에는 

기존의 Hill climbing 탐색 방법을 개선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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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된 자동e점 알고리즘

2.1 시스템 구성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곡선식 추정을 이용한 자동 e점 시스

템을 설명하기 위한 e기 위치 가정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곡면 패널의 e기 촬영 위치에 대한 가정

Fig. 2 Assumptions about the initial capture positions of 

curved panel

그림 3 시스템 흐름도

Fig. 3 System diagram

e기 위치에서는 곡선식을 이용하지 않고 정e점을 획득한다. 

이후 4번째 위치부터는 앞서 구한 3개의 정e점 위치와 패널의 

이동 거리를 사용하여 곡선식을 추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곡선식 

추정을 위해 라그랑지 다항식을 사용하였다. 라그랑지 다항식은 

1차 선형 결합 형태의 다항식이다. 이를 통해 다음 위치로 이동

한 패널 영상에서의 대략적인 정e점 위치를 추정하도록 한다.

시스템의 구성은 아래 그림 3과 같다. 먼저 패널의 e기 위치

에 대하여 정e점 탐색을 실시한다. 각 e기 위치 A, B, C에 대

하여 정e점 위치를 획득한다. 획득한 e기 위치를 이용하여 패

널이 다음 위치로 움직였을 때 사용할 곡선식을 추정한다. 곡선

식으로는 라그랑지 다항식을 적용한다. 다항식에는 패널의 이동 

거리, 이전 3구간의 정e점 위치 총 2개의 변수 값을 이용한다. 

곡선식에 이동한 패널 거리를 대입하여 현재 위치의 정e점 위치

의 근사값을 구한다. 구한 근사값의 주변을 재탐색하여 실제 정

e점 위치를 탐색한다. 이후, 패널의 모든 영역을 탐색할 때 까지 

반복한다. 이 때, 곡선식에 대입할 3구간은 현재 위치로부터 가장 

가까운 이전 3개의 구간을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관계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영상에서 정e점을 탐색하는 방법으로는 기존의 

Hill climbing 탐색을 개선하여 사용한다.

2.2 수동적 오토 포커싱

오토 포커싱에는 능동적 오토 포커싱(Active AF)와 수동적 오

토 포커싱(Passive AF)이 있다. 능동적 오토 포커싱이란 센서를 

통해 촬영 물체와 촬영기기 간의 거리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이

용하여 영상의 e점을 맞추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추가 

센서가 더 필요하게 되어 부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저비용으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수동적 오토 포

커싱을 사용한다. 수동적 오토 포커싱은 추가 센서 없이 영상 자

체의 선명도만을 이용하여 영상의 e점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수동적 오토 포커싱은 2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획득한 

영상에 e점 값 계산 연산자를 대입하여 영상별 e점 값을 구하

는 단계이다. 두 번째는 계산된 e점 값 중 가장 큰 e점 값을 

가진 위치를 탐색하는 단계이다. e점 값이 가장 크다는 것은 해

당 영상이 가장 선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3 e점 값 계산 연산자

본 논문에서 사용한 e점 값 계산 연산자는 기존에 평면 패널

에서 사용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촬영된 영상에 직접 적용하기 

때문에 e점 값 계산 연산자는 패널에 상관없이 적용 가능하다. 

영상의 픽셀 하나의 밝기 값을  라 한다.

2.3.1 Tenengrad 연산자

Tenengrad 연산자는 Sobel 마스크로 계산된 영상의 수직, 수

평 방향의 경계선을 이용한다[13]. 영상의 x, y축의 경계선을 통

해 계산한 영상의 e점 값 은 수식 (1)과 같다.

 




             (1)

e점 값이 크다는 것은 영상의 선명도가 높다는 뜻이다. 따라

서 e점 값과 영상의 경계선의 크기 값은 비례한다. 이 때, 와 

는 각각 영상의 x, y축의 기울기 값이다. 그 값은 수식 (2)와 

같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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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기존 탐색 방법과 개선된 탐색의 차이점; (a) 전역 탐색, 

(b) 기존의 HCS, (c) 개선된 HCS

Fig. 5 Difference between conventional search methods and 

proposed search method; (a) global search, (b) 

conventional HCS, (c) improved HCS

2.3.2 SML 연산자

Sum of Laplacian(SML) 연산자는 라플라시안 마스크를 사용

하여 영상에 편미분을 실시, 영상의 고주파 성분을 구하는 방법

이다[14]. e점 값 은 수식 (3)과 같다.

 




 



        (3)

이 때, 영상의 수직 및 수평 방향의 부호 값을 상쇄시켜야 고

주파 성분의 크기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 고주파 성

분 계산에 필터링한 영상 값의 절대치를 이용한다. 절대값을 적

용한 라플라시안 필터의 계산 결과를 영상 밝기 값 로 표

현하면 수식 (4)와 같다.

        



 

     


  
         (4)

2.3.3 EOL 연산자

Energy of Laplacian(EOL) 연산자는 SML 연산자와 동일하게 

라플라시안 마스크를 사용한다. 그러나 영상의 고주파 성분의 부

호 값을 상쇄시키는 방법이 다르다[15]. EOL 연산자는 고주파 

성분의 제곱 합을 이용하여 e점 값을 계산한다. 계산된 e점 값 

은 수식 (5)와 같다. 그리고, 제곱 합의 결과 값을 영상의 

밝기 값으로 나타내면 수식 (6)과 같다.

 










              (5)

       





 

   



  



       (6)

2.4 개선된 Hill climbing 탐색 (Improved HCS)

기존의 정e점 탐색 연구에서는 주로 전역 탐색이나 일반적인 

HCS 방식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탐색 방법은 탐색 시간

이 매우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빠른 속도로 결함을 

검사해야 하는 공정에는 적합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HCS 방식을 개선하여 새로운 형태의 

HCS를 제안한다. HCS란 e점 값의 곡선 모양이 산처럼 최고점

이 하나인 모양을 이용한 탐색 방법이다. 탐색은 임의의 점부터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부분까지 탐색을 실시한다. 본 논문에서

는 탐색 단계를 2단계로 나눠서 가변 탐색을 진행한다. 개선된 

탐색 방법은 아래 그림 4와 같다.

그림 4 e점 곡선 및 개선된 HCS 알고리즘

Fig. 4 Focus curve and improved HCS algorithm 

개선된 HCS 방식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S1. 큰 탐색 범위로 e기 위치에서 탐색을 시작한다.

S2. 현재 위치의 값이 이전 위치의 값보다 작을 때까지 탐색 

위치를 이동시킨다. (1단계 탐색)

S3. 종료된 위치에서 반대 방향으로 탐색한다. 이 때 탐색 범

위는 1단계 탐색보다 더 좁은 범위로 탐색한다.

S4. 현재 위치의 값이 이전 위치의 값보다 작을 때까지 탐색

을 실시한다. (2단계 탐색)

1단계에서는 처음 위치에서 탐색을 시작한다. 기존과 같은 방

식으로 탐색하되, 훨씬 넓은 범위로 탐색을 실시한다. 탐색은 현

재 위치의 e점 값이 이전에 탐색된 위치의 e점 값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해서 실시한다. 1단계 탐색은 실제 정e점 위치를 지

난 위치에서 종료된다. e점 곡선의 특성상 최고점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2단계에서는 이전 위치와 반대 방향으로 탐색을 실시한다. 1단

계에서 종료된 위치가 최고 e점 값을 지닌 위치를 지나친 위치

이기 때문이다. 2단계의 탐색 범위는 기존의 HCS 탐색 범위와 

같은 범위로 탐색을 실시한다. 2단계 탐색 또한 마찬가지로 기존

의 HCS와 같은 방식으로 탐색을 실시한다. 즉, 현재 위치의 e점 

값이 이전 위치의 e점 값보다 작을 때 까지 탐색을 실시한다. 2

단계 탐색이 종료되면 그래프 상에서 가장 큰 e점 값을 가진 

영상의 순서로 렌즈 위치를 변경하도록 한다.

기존 방식과 개선된 방식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그림 5와 같다.

그림 5는 30개의 위치 중 20번째에 탐색 목표가 있다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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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때의 탐색 방식을 비교한 그림이다. 각 탐색 방법별로 전역 

탐색은 31번, 기존의 HCS 방식은 22번, 그리고 제안한 탐색 방

법은 10번의 탐색을 통해 최대 위치를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제

안한 탐색 방법이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2.4 곡선 추정

곡면 패널의 탐색을 수행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정e점 위

치간의 관계를 사용하였다. e기 정e점 위치간의 관계식을 통해 

다음 위치의 대략적인 정e점 위치를 추정하였다. 정e점 추정에

는 라그랑지 다항식을 적용하였다.

e기 위치 A, B, C로 패널이 이동한 거리와 각 위치별 정e점 

위치를 수식 (7)과 같이 정의한다.

                     (7)

이 때, 은 n번째 위치까지 패널이 이동한 이동거리를, 은 

n번째 위치에서 획득한 정e점 위치를 나타낸다.

주어진 점 n개가 있을 때 라그랑지 다항식은 수식 (8)과 같이 

1차 선형 결합으로 표현된다.

 
 



                   (8)

수식 (8)에서 는 추정된 다항식을,  는 수식 (9)와 같

은 라그랑지 계수식이다.

    
   ≠ 







      


 

 
 

 



      (9)

위 수식에 e기 위치의 집합 S를 대입하여 추정한 다음 위치 

p의 정e점 위치 ′은 수식 (10)과 같다.

′ 
  

  

  

                

      (10)

이 때 은 추정을 적용할 위치 p에서 n만큼 이전 위치를 

나타낸다. 따라서     는 패널의 번째 위치에서의 라

그랑지 계수를 의미한다.

2.5 정e점 위치 보정

추정된 정e점 위치 ′의 근방을 재탐색하여 p번째 위치에서

의 실제 정e점 위치 를 획득한다. 탐색 방법으로는 앞서 제안

한 개선된 HCS 방식을 이용한다.

위 과정을 패널의 전체 길이를 탐색할 때까지 반복한다. 이 

때, 곡선 추정에 사용할 곡선식을 새로 갱신한다. 갱신에 사용된 

위치는 현재 위치로부터 3번 전까지의 패널 이동거리와 해당 위

치의 정e점 위치를 적용한다. 새로운 점을 토대로 다음 위치에

서의 예측된 정e점 위치를 구하고, 이를 재탐색하여 실제 정e

점 위치를 획득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3. 실험 결과

곡면 패널 탐색이 가능함을 알아보기 위해 실제 검사 환경과 

유사한 모의 환경을 제작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적용

하기 위해 테스트용 곡면 피사체를 제작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그림 6은 구축된 모의 실험 환경이다. 영상처리를 위해 

OpenCV와 Intel i5 CPU가 장착된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실험용 

프로그램은 윈도우 환경에서 Visual Studio 2013을 사용하여 제

작하였다.

그림 6 실험 환경

Fig. 6 Experiment environment

테스트용 곡면 피사체의 이미지는 그림 7과 같다. 각 피사체의 

길이, 높이 등의 특징은 표 1과 같다. 실험의 다양성을 위해 각 

패널의 특징은 다르게 제작되었다.

#1 #2

#3 #4

그림 7 각 샘플 이미지

Fig. 7 Each sample's image

번호 #1 #2 #3 #4

패널 길이 (mm) 58 87 124 139

너비 (mm) 44 30 54 44

높이 (mm) 12 25 36 38

표    1 각 샘플별 특징

Table 1 Features of each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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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플
방법

#1 #2 #3 #4

기하학적 데이터 미사용 6.044 6.729 7.598 7.516

미정계수법 5.675 5.516 6.701 6.804

제안 방법 4.967 4.983 5.683 5.620

표    3 제안 방법 성능 비교 결과 (단위 : e)

Table 3 Comparison result of the performance of proposed 

method (Unit : sec)

그림 9 샘플 #3의 계산 연산자별 정e점 위치 곡선 비교

Fig. 9 Comparison graph of sample #3's BILP searching time

3.1 계산 연산자별 정e점 탐색 시간 비교

곡면 패널에는 어떤 연산자가 가장 탐색 시간이 빠른지 비교

하기 위해 기존의 e점 값 연산자 중 Tenengrad, SML, EOL 3

가지의 계산 연산자를 비교하였다. 정e점 탐색 방법으로는 개선

된 HCS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패널은 총 7구간으로 나누

어 촬영을 진행하였다. 패널의 구간 분할은 그림 8과 같다. 연산

자별 정e점 탐색 시간 비교 결과는 표 2와 같다.

그림 8 패널의 구간 분할

Fig. 8 The capturing interval of panel

            샘플

연산자
#1 #2 #3 #4

Tenengrad 4.702 5.925 5.789 6.02

SML 5.450 6.927 6.681 6.445

EOL 6.556 7.587 7.519 7.188

표    2 계산 연산자별 탐색 시간 비교 결과 (단위 : e)

Table 2 Comparison result of searching time of calculation 

operators (Unit : sec)

표 2를 보면 Tenengrad 연산자가 모든 샘플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탐색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Tenengrad 연

산자를 통해 다음 실험을 진행하였다.

3.2 라그랑지 다항식 성능 실험

본 논문에서 사용한 라그랑지 다항식이 다른 방법에 비해 탐

색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비교하기 위해 2가지 다른 보간 다항

식과 비교하였다. 하나는 선형 회귀분석을 통한 2차 미정계수법

이다. 이 때, 오차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2차식만을 사용하였다. 

다른 하나는 e점 거리 간의 곡선식, 즉 기하학적인 성분 분석을 

사용하지 않고 개선된 HCS만을 사용한 방법이다. 실험은 앞서 

제시한 4가지 모의 곡면 패널의 전 영역에 걸-서 정e점 탐색

을 실시하였다. 각 패널의 전 영역의 총 탐색 시간을 비교하여 

어떤 다항식이 가장 효율이 좋은지 비교를 진행하였다. 각 보간 

다항식에 따른 정e점 탐색 시간 비교 결과는 표 3과 같다.

그림 9를 보면, e기 3번의 위치에서는 e기 정e점 위치 획

득을 위해 개선된 HCS만을 사용한다. 따라서 e기 3번의 탐색 

시간은 3가지 방법 모두 비슷한 탐색 시간을 보유한다. 그러나 

다항식을 적용한 4번째 이후부터는 제안 방법이 가장 적은 시간

을 소요하였다. 다른 다항식에 비해 제안한 방법이 예측된 정e

점 위치와 실제 정e점 위치 간의 오차가 적기 때문이다.

정e점 위치 비교 결과는 세 방법 모두 동일한 위치에서 정e

점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제안하는 방법이 정확성은 다른 다항

식과 동일하고, 탐색 속도는 가장 빠르다는 점에서 가장 효율적

임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곡면 패널의 정e점 탐색 시

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기하학적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기하학적 

데이터로는 패널 e기 영상 3개의 정e점 위치 값을 이용하였다. 

e기 위치 값을 통해 다음 패널 위치의 정e점을 예측하였다. 위

치 추정을 위해 곡선식은 라그랑지 다항식을 적용하였다. 실험 

결과 제안하는 방법이 곡면 패널에 대한 정e점 탐색이 수행 가

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다른 보간 다항식과 비교하여 

정e점 탐색 시간이 더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곡면 패널의 정e점 탐색 기술에서 영상의 e점 영역 설

정, 보간 다항식의 보정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더욱 복잡한 형태

의 패널에 대한 정e점 탐색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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